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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의 자기관리가 미래핵심 역량과 사회적 기술 

척도에 미치는 영향

최환석
계명대학교 사회체육학과

The Effect of self-management of sports center instructors on the future
core competencies and social skills scales.

Hwan-suk Choi
College of Leisure & Sports Studies, Keimyung University

요  약  스포츠센터 지도자는 자신만의 구체 이고 체계 인 자기 리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 필수 이며, 특히 스스로를 
조 하고 통제  노력하는 자기 리는 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의 자질  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 참여자에게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센터 지도자의 자기 리가 

미래핵심역량과 사회  기술척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우수한 지도자 발굴  육성을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기 리가 미래핵심역량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 리의 인 리, 훈련 리, 신체 리 요인은 미래핵심역량의 인지

, 정의 , 사회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둘째, 자기 리가 사회 기술 척도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 리의 인

리, 훈련 리, 신체 리 요인은 사회  기술척도의 자기주장, 자아통제, 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셋째, 미래핵심역량이 
사회 기술 척도에 미치는 향에서 미래핵심역량의 인지 , 정의 , 사회  요인은 사회  기술척도의 자기주장, 자아통제,
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이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지도자들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자기 리행동에 합

하고 효율 인 방안을 강구하고, 동료 지도자를 비롯한 회원들과의 원만한 계를 유지하여 지도자의 자기 리와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이 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self-management of a sports center based on the core 
competence and technology of the futur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in the influence of 
self-management on the future core competencies, interpersonal management, training management, and physical 
management, the factors of self-manageme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factors
of future core competence. Second, in the influence of self-management on the social skill scale, interpersonal 
management, training management, and physical management factors of self-manageme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f-assertion, self-control, and cooperation of the social technology scale. Third,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factors of the future core competen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f-assertion, self-control, and cooperation 
of the social skill scale in the influence of the future core competence on the social skill scale. To improve the 
self-management and social skills of leaders by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the members including fellow 
instructors, it is essential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self-management behaviors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of leaders; it appears that effort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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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많은 사람들은 신체 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

으며, 이러한 부분의 노력은 스포츠센터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임향미[1]는 스포츠활동 참여자들을 해 스포
츠센터는 스포츠 활동을 편리하고 쾌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 지도자, 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

다고 히 고, 김경식[2]에 의하면 스포츠센터 지도자와 
참가자 사이에는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

며, 이는 지속 인 사회  계를 존속시켜 참가지속 행

를 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 다. 스포츠센
터는 상업스포츠 시설로써 양 으로 증가한 스포츠 참여

인구가 실제 인 활동이 가눙도록 하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를 수용하고 충족시키기 하여 스포

츠센터 지도자들 본인 스스로 자기 리  역량 함양에 

한 노력이 필요하다[3].
자기 리란 성공 인 수행과 목표달성을 하여 신체

, 정신 인 면과 더불어 훈련  사생활 등 여러 측면

에서 자기 스스로 조 하고, 스스로에 해 철 해지는 

것이며[4],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노력으
로 스스로 환경여건을 수정하고, 행동결과를 조정하며 
리하는 것으로 운동선수와 스포츠 참여자, 스포츠 지
도자들에게 필요한 자질 의 하나이다[5], [6], [7], [8]. 
한 개인과 조직의 지식, 기술, 태도, 행동으로써 지속
으로 경쟁에서 우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 

기 리는 미래핵심 역량과도 한 계가 있다[9]. 특
히 Rychen & Salganik[10]은 복잡한 요구에 한 태도, 
감정, 가치, 동기, 인지 , 실천 , 기술을 통해 충족시키
는 능력이라 하여 자기 리와 미래핵심역량은 계가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한 
략  수단으로 역량과 핵심역량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

는데[11], 스포츠센터와 같은 상업스포츠 시설의 경우 
동일 업종의 무분별한 난립과 새로운 스포츠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업체에 비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 우 를 할 수 있는 원인을 내부자원

에 을 두고 있는 자원기반 에서 볼 때 그 요성

은 더 확 된다. 왜냐하면, 역량을 조직에 속되는 유형 
는 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인정하고, 이들 
자원이 조직 고유의 특별한 능력이 되어 지속 인 경쟁

우 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 핵심역량으로 분류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사회  기술은 자신

의 환경에서 타인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 인 목표 지향  행동이며, 사회  계 만

족도의 요한 변인이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계를 통
해 심사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 인 사회  기술을 배우게 된다[12]. 한 

보다 나은 삶을 응하기 해 자신의 가치에 해 정

인 감정과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고 자기 충동 조

력을 높이기 해 노력하게 된다[13].
이에 따라 스포츠센터 지도자는 자신만의 구체 이고 

체계 인 자기 리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 필수 이며, 
특히 스스로를 조 하고 통제  노력하는 자기 리는 

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의 자질  요한 요소일 뿐만 아

니라 스포츠 활동 참여자에게 요한 향을 미치기 때

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센터 지도자의 자기 리가 

미래핵심역량과 사회  기술척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 지 알아보고 우수한 지도자 발굴  육성을 한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가설

1.2.1 이론적 배경

자기 리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략, 술

들을 통한 행동변화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과 련된 
환경과 여건을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에 한 결과

를 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4], [15]. 특히 운동상황 
는 스포츠참여자들의 자기 리란 자신의 생활을 자기 

스스로의 제를 통하여 정신 으로 비하고 극복해 가

는 과정이며, 성공 인 수행과 목표달성을 해 신체 ·
정신 인 측면뿐만 아니라 훈련과 사생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조  하는 것으로 스스

로에 해 철 하고 완벽해지는 것을 말한다[16].
미래핵심역량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양  팽창이 

아닌 수집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획득한 지식을 극 으로 활용하고 용하며, 그 과정
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안 는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다. 특히 생활환경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발발되는 문제
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타인과의 유기 인 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다[17]. 한 미래핵심역량은 상에 한 이해와 

용을 해 요구되는 통 ․미래지향 인 인지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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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하기 한 개인의 감성역량, 
사회와 변화에 필요한 사회문화역량으로 구분되며, 이것
을 미루어 볼 때 미래핵심역량은 개인의 인지능력을 비

롯한 태도에 한 특성과 확 된 사회  맥락에서 필요

로 하는 역량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 지향 이며 학습된 행동인 사회  기술 척도는 

바람직한 사회  계를 유지하기 한 능력으로써 래

수용능력, 응능력, 사회환경을 효과 으로 다루고 

응하는 능력이다[18]. 사회  기술 척도를 타인의 권리, 
요구, 만족, 의무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 요
구, 만족,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 의사
소통하고, 인 계  상황에서 정  부정  느낌을 

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9]. 한 

Kelly[20]는 환경으로부터 강화를 유지하고 얻기 해서 
인 계에서 사용하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정의하 으

며, Libert & Lewinsohn[21]는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정 , 부정 으로 강화된 행동의 표출양식으로 상황 인 

특성을 강조하 다.

1.2.2 연구의 가설

손승범, 서호정, 박인혜[22]는 골 공 학생들의 자

기 리와 운동성과  진로 비행동의 례를 분석하여 

훈련 리 요인과 신체 리 요인이 진로 비행동에 향

을 미친다고 보고 하 으며, 김윤만과 김유미[23]는 빙
상선수들의 자기 리에 따른 스트 스 요인  처방안

의 인과 계의 연구를 통해 정신 리 요인, 인 리 요

인, 신체 리 요인, 훈련 리 요인이 처방안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것은 자기 리와 미래핵심 역량

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형과 강형숙[24]는 유도선수의 자기 리와 스트

스 일탈행 의 계를 분석하여 정신 리 요인, 인

리 요인, 신체 리 요인이 일탈행 에 향을 미친다

고 보고 하 으며, 최진호와 박채희[25]는 스스포츠 
선수들을 통한 자기 리, 트 십, 참여만족의 계 연
구에서 인 리 요인, 신체 리 요인, 훈련 리 요인이 

트 십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이것은 자기
리와 사회  기술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성희[26]는 비서의 핵심역량과 직무만족  조직몰

입에 한 연구에서 핵심역량의 모든 요인들이 조직몰입

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 으며, 윤 혜과 윤유식

[27]은 컨벤션 로젝트 리자의 직무특성과 핵심역량

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핵심역량이 조직

유효성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여 미래핵심 역량은 

사회  기술척도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1. 자기 리는 미래핵심 역량에 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자기 리는 사회  기술척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미래핵심 역량은 사회  기술척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에서는 구  경북 지역의 스포츠센터 지도

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250명을 연구 상으

로 선정하 고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 다. 조사방법
은 설문지를 상자가 있는 스포츠센터에 본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지도자들에게 설문의 목 과 내용을 설명

하고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실시하 으며, 회수된 250명
의 설문 가운데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락된 자료를 제외한 208명의 설문지를 유효표
본으로 하 다.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52

Female 56

Age
20-29 81
30-39 88

etc 39

Teaching 
period

1year or more-
Less than 3 years 34

3year or more-
Less than 5 years 121

5year or more 53

Table 1. Frequency Distributions for th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N = 208)

2.2 측정도구

2.2.1 설문지의 구성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은 자기 리 요인으로 선행연구의 설

문지에 한 신뢰도는 안세찬[28]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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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계수가 인 계 요인 α=.859, 훈련 리 

요인 α=.818, 신체 리 요인 α=.693로 나타났으며, 권순
재[29]의 연구에서는 인 리 요인 α=.838, 훈련 리 

요인 α=.785, 몸 리 요인 α=.721로 나타났다. 길진
[30]의 연구에서 인 리 요인 α=.89, 훈련 리 요인 α

=.89, 신체 리 요인 α=.83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변인은 미래핵심역량 요인으로 선행연구의 

설문지에 한 신뢰도는 박소 [31]의 연구에서는 
Kang, Heo, Jo, Shin & Seo[32]가 개발한 검사지(인지
역량 요인 α=.90, 정의역량 요인 α=.89, 사회문화역량 
요인 α=.90)를 사용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인지
역량 요인 α=.79, 정의역량 요인 α=.78, 사회문화역량 
요인 α=.80으로 나타났으며, 홍주연[33]의 연구에서는 
인지  역량 요인 α=.711, 정의  역량 요인 α=.740, 
인 계 요인 α=.711로 나타났다. 
셋째, 종속변인은 사회  기술척도 요인으로 곽아정

[34]의 연구에서는 Gresham & Elliott[35]가 개발한 검사
지를 사용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자기주장 요인 α
=.87, 자기조  요인 α=.87, 순응 요인 α=.68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리 요인, 미래핵심역량 요인, 사회  기

술척도 요인에 해 일 성 있고 믿을 만하게 측정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 다. 

2.2.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았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최 우도

법(고유치는 1.0이상)을 사용하 고, 요인회 방법은 직

교회 방법( 재치는 ±0.4 이상)을 사용하 다. 한 설

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표 2>는 자기 리 요인에 한 직각회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결과로 인 리 요인의 고유치는 4.060
(α=.850) 훈련 리 요인 2.580(α=.785), 신체 리 요인 

2.554(α=.708)로 나타났으며, 3개의 요인이 체 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43.642%로 나타났다.

<표 3>은 미래핵심역량 요인에 한 직각회  요인

분석  신뢰도 검증결과로 인지  요인의 고유치는 

7.115(α=.913), 정의  요인 5.333(α=.856), 사회  요

인 4.542(α=.876)로 나타났으며, 3개의 요인이 체 변

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51.488%로 나타났다. 
<표 4>는 사회  기술 요인에 한 직각회  요인분

석  신뢰도 검증결과로 자기주장 요인의 고유치는 

5.741(α=.876), 자아통제 요인 4.894(α=.871), 동 요

인 3.411(α=.674)로 나타났으며, 3개의 요인이 체 변
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48.435%로 나타났다.

Valuable interpersonal 
management

training 
management 

body 
management 

get along .762 .141 -.099
impression .745 .221 .295
etiquette .720 .060 .321

horizontal relationships .680 .145 -.065.
practice regularly .245 .722 .085
private practice .373 .666 .068
physical training .078 .662 .136

pefrain from action .042 .625 -.042
somehow choose 

fun exercise .038 .602 .211

sleep regulation .196 .020 .649
sufficient .044 .150 .615

food control .132 .086 .560
Eigen value 4.060 2.580 2.554
Pct of var 13.097 8.321 8.239
Cum pct 27.081 35.403 43.642

Cronbach's α .850 .785 708

Table 2. Self-Management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luable recognitio
n affective social 

use data .808 .100 .108
use internet .779 .031 .196

data collection .771 .278 -.002
study related matters .714 .181 .234

rethink .696 .127 324
ask around .694 .154 .118

casts doubt & 
counterplan .689 .317 .142

solution .676 .225 -.015
correct values .279 .746 .096

keep one's promise .280 .728 .109
understanding cause .169 .711 .350

role performance .257 .660 .269
congenial company -.030 .241 .683

kindness .314 .129 .652
opportunity .252 .159 .646

trust .235 .033 .607
Eigen value 7.115 5.333 4.542
Pct of var 21.562 16.161 13.765
Cum pct 21.562 37.765 51.488

Cronbach's α .913 .856 .876

Table 3. Future Core Competencies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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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ersonal 
management

training 
management 

body 
management recognition affective social self-assertion egocontrol cooperation

interpersonal 
management -

training 
management .471** -

body 
management .381** .350** -

recognition .551** .665** .341** -
affective .447** .512** .410** .536** - .

social .296** .589** .381** .452** .472** -
self-assertion .262** .449** .401** .375** .662** .639**
egocontrol .384** .459** .331** .429** .528** .584** .602**
cooperation .396** .611** .338** .538** .568** .473** .555** .578**

**p<.01 

Table 5. Correlation

한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
에 어떤 계를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기 해 SPSS를 
이용하여 피어슨 상 계수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
과 모든 구성개념들의 계가 정(+)으로 나타났으므로 
변수들 간의 계의 방향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Valuable self-assertion egocontro cooperation
lead a conversation .771 .032 .210

self-introduction .758 .020 .108
appropriate response .669 .301 .037

compliment .651 .281 .064
proposal order .629 .328 .165

participation itself .629 .024 .484
Claim amount .046 .681 .082

an appropriate act .229 .643 .238
accept opinion .176 .605 .245
time utilization .231 .065 .656

follow as ordered .234 .219 .655
arrangement .177 .297 .627

attention .108 .318 .598
Eigen value 5.741 4.894 3.411
Pct of var 19.798 16.877 11.760
Cum pct 19.798 36.674 48.435

Cronbach's α .876 .781 .674

Table 4. Social Skill Scale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2.3 자료처리 및 통계방법

본 연구에서는 배포된 설문지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

이나 신뢰성에 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SPSS Program 23.0으로 자료분석의 목 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통계 인 검증을 실시하 다.
첫째, 일반  특성 악을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설문지의 신뢰도검증을 하여 Cronbach's α 계
수를 산출 하 다.
셋째, 자기 리, 미래핵심 역량, 사회  기술척도 요

인을 분류하기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각 변인들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자기 리가 미래핵심 역량과 사회  기술척

도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사

용하여 검증하 다(통계  유의수 은 .05).

3. 결과

3.1 자기관리가 미래핵심 역량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자기 리가 미래핵심역량에 미치는 향에

서 인 리 요인(β=.271), 훈련 리 요인(β=.494)이 인
지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
수는 R²=.542로 54.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interpersonal 
management .239 .049 .271 4.884***

training 
management .537 .063 .494 8.555***

body 
management .039 .065 .033 .603

R² .542
F 49.296***

***p<.001 

Table 6. Self-Management Factors that Affect th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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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자기 리가 미래핵심역량에 미치는 향에

서 인 리 요인(β=.187), 훈련 리 요인(β=.224), 신
체 리 요인(β=.102)이 정의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R²=.437로 43.7%의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interpersonal 
management .165 .054 .187 3.041**

training 
management .243 .069 .224 3.492**

body 
management .120 .071 .102 1.679*

R² .437
F 32.317***

***p<.001 **p<.01 *p<.05 

Table 7. Self-Management Factors that Affect the 
affective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interpersonal 
management .348 ..053 .405 6.594***

training 
management .163 ..060 .158 2.696**

body 
management .250 .054 .279 4.639***

R² .479
F 38.193***

***p<.001 **p<.01 

Table 8. Self-Management Factors that Affect the social

<표 8>은 자기 리가 미래핵심역량에 미치는 향에

서 인 리 요인(β=.405), 훈련 리 요인(β=.158), 신
체 리 요인(β=.279)이 사회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R²=.479로 47.9%의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자기관리가 사회적기술 척도에 미치는 영향

<표 9>는 자기 리가 사회  기술척도에 미치는 

향에서 인 리 요인(β=.339), 훈련 리 요인(β=.252), 
신체 리 요인(β=.387)이 자기주장 요인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R²=.474로 47.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interpersonal 
management .289 .058 .339 5.664***

training 
management .274 .063 .252 4.317***

body 
management .362 .056 .387 6.411***

R² .474
F 37.516***

***p<.001 

Table 9. Self-Management Factors that Affect the 
self-assertion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interpersonal 
management .098 .045 .133 2.200*

training 
management .156 .057 .172 2.722**

body 
management .450 .059 .474 7.697***

R² .453
F 34.390***

***p<.001 **p<.01 *p<.05 

Table 10. Self-Management Factors that Affect the 
egocontrol

<표 10>은 자기 리가 사회  기술척도에 미치는 

향에서 인 리 요인(β=.133), 훈련 리 요인(β=.172), 
신체 리 요인(β=.474)이 자아통제 요인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R²=.453으로 45.3%
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interpersonal 
management .057 .040 .088 1.422

training 
management .373 .051 .470 7.276***

body 
management .167 .052 .201 3.199**

R² .429
F 31.248***

***p<.001 **p<.01 

Table 11. Self-Management Factors that Affect the 
cooperation

<표 11>은 자기 리가 사회  기술척도에 미치는 

향에서 훈련 리 요인(β=.470), 신체 리 요인(β=.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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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
계수는 R²=.429로 42.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3 미래핵심 역량이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recognition -.079 .045 -.095 -1.739
affective .415 .046 .503 9.065***

social .464 .055 .445 8.459***

R² .581
F 97.208***

***p<.001 

Table 12. Future Core Competencies Factors that 
Affect the self-assertion

<표 12>는 미래핵심역량이 사회  기술척도에 미치

는 향에서 정의  요인(β=.503), 사회  요인(β=.445)
이 자기주장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R²=.581로 58.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recognition .076 .054 .091 1.418
affective .240 .054 .287 4.427***

social .432 .065 .407 6.631***

R² .428
F 52.465***

***p<.001 

Table 13. Future Core Competencies Factors that Affect 
the egocontrol

Coefficient of 
non-standard

Coefficient of 
standard t

b Std.E β

recognition .201 .047 .274 4.271***

affective .241 .048 .330 5.070***

social .179 .057 .193 3.139***

R² .426
F 52.007***

***p<.001 

Table 14. Future Core Competencies Factors that Affect 
the cooperation

<표 13>은 미래핵심역량이 사회  기술척도에 미치

는 향에서 정의  요인(β=.287), 사회  요인(β=.407)

이 자아통제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R²=.428로 42.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4>는 미래핵심역량이 사회  기술척도에 미치

는 향에서 인지  요인(β=.274), 정의  요인(β=.330), 
사회  요인(β=.193)이 동 요인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는 R²=.426으로 42.6%의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4.1 자기관리가 미래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병수, 이동호, 류호상[36]의 연구에서 자기 리행동

의 하 요인인 정신 리, 생활 리, 고유행동 리, 몸
리는 스포츠자신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창일[37]의 연구에서 자기 리행동의 하 요인인 정

신 리, 고유행동 리, 훈련 리는 수행집 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 리가 

미래 심역량인 인지 , 정의 , 사회 에 향을 미친

다는 본 연구결과에 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만옥[38]의 연구에서 자기 리의 

수   지각의 정도가 높을수록 성취목표와 신체  자

기개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리

를 한 몸 리와 훈련 리 상황에서 운동수행이나 일

상생활, 사회성 증진을 해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 스스
로를 조 하고 노력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Maderick, Zhang, Hartley & Marchand[39]는 인지  

요인과 행동  요인으로 결합되어 있는 자기 리는 심사

숙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하는 능력과 
평가 능력, 자기 검, 자기평가, 자기강화 등이 포함된다
고 하여 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은 일련의 행동들을 실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은 운
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본인들의 신체 리, 훈련
리, 인 리가 필요하며, 보여 주기 한 것이 아닌 자
기 자신의 성향 는 자질로써의 자기 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 많은 향을 받는 참여자들을 

해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와 운동상황이나 

운동참여에 따른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한 자기 리와 

노력 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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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기관리가 사회적기술 척도에 미치는 영향

지삼업, 이 경, 임연희[40]의 연구결과 자기 리는 

자아성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한숙과 
조동 [41]의 연구결과 자기 리는 자기효능감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미란[42]의 연구결
과 자기 리는 자기성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인 자기 리가 자기주장, 자아통제, 동에 

향을 미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ster 
& Ritchey[43]는 사회  기술에 하여 어떤 상황에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정 인 효

율성을 극 화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 는데 본 연구

에서 자기 리가 사회 기술 척도에 향을 미치는 것은 

지도자들의 경우 평소 철 한 신체 리를 하며, 연습이
나 훈련상황에서 부담감을 감소시키기거나 극복하기 

한 노력을 하며, 특히 스포츠 참여자들이나 스포츠센터 
회원들과의 유기 인 계 유지에 보다 극 인 것이라 

생각되며, 지도자들의 철 한 자기 리는 스포츠 참여자

들이나 스포츠센터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인정을 받음

으로써 효율 인 사회  상호작용에도 향을 미치게 되

는 요인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4.3 미래핵심역량이 사회적기술 척도에 미치

는 영향

소미 [44]의 연구결과 핵심역량과 효능감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혜 [45]의 연구결과 핵심역
량이 조직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주연[46]의 연구결과 핵심역량은 조직시민행동과 랜
드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인 미래핵심역량이 사

회 기술 척도에 향을 미치는 것에 해 충분한 설명

력을 가지고 있으며, Spencer& Spencer[47]는 역량을 
개인의 내  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속

 행동  사고방식으로 규정하 으며, 동기, 특성, 자
기 개념, 지식, 기술 등이 해당된다고 하 다. Odom, 
McCommell. & McEvoy[48]는 사회  기술이란 인

계의 목 을 달성하기 한 통합 인 활동의 과정에 조

건과 행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인

계에서 표 되고 한 언어 , 비언어  반응들을 조

정하여 달하는 것이라 하 는데 지도자들은 자신의 

공이나 운동종목에 한 해박한 지식을 토 로 자기 리 

행동을 하며, 연습  지도 상황을 악하고, 그것에 

한 한 기술을 선택하고, 상황에 미칠 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조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한 
운동이나 참여자를 상으로 하는 지도, 업무수행에 따
른 스트 스나 문제 에 한 해결을 해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 분노조 , 도덕 인 행동, 감정표 , 자기에 
해 정 인 태도, 책임 있는 행동, 자기 돌보기 등 사
회 기술 수행 증진을 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

라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스포츠센터의 지도자들은 본
인 스스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과 업무수행

이 필요하며, 본인의 사고와 노력, 의지도 요하지만 
실 이고 실효성을 해 동료 지도자와 회원  참여자

들 사이에 역량의 의미와 요성에 한 공감 의 형성

이 필수 이라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센터 지도자의 자기 리가 미래핵심

역량과 사회  기술척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

아보고 우수한 지도자 발굴  육성을 한 기 인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기 리가 미래핵심역량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 리의 인 리, 훈련 리, 신체 리 요인은 미래

핵심역량의 인지 , 정의 , 사회  요인에 유의한 향

을 미친다.
둘째, 자기 리가 사회 기술 척도에 미치는 향에

서 자기 리의 인 리, 훈련 리, 신체 리 요인은 사

회  기술척도의 자기주장, 자아통제, 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셋째, 미래핵심역량이 사회 기술 척도에 미치는 

향에서 미래핵심역량의 인지 , 정의 , 사회  요인은 

사회  기술척도의 자기주장, 자아통제, 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이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은 체

력과 기술, 경기력이 회원  일반 참여자들보다 높은 최
상의 수 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지도자들 스스로 자기 리에 한 요

성을 인식하고, 자기 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한 지도자들 개개인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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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고려하여 자기 리행동에 합하고 효율 인 방

안을 강구하고, 동료 지도자를 비롯한 회원들과의 원만
한 계를 유지하기 한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 한 요하다고 사료된다.

5.2 제언

첫째, 구·경북지역 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을 상으
로 조사를 실시하 으므로 체 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체 인 단  

확 에 한 연구를 통한 일반화의 시도가 필요하겠다. 
둘째, 지도자의 자기 리, 미래핵심역량, 사회 기술 

척도에 한 다양한 요인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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